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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9,059,862 9,595,188 535,326 10,776,157

부채 총계 342,616 340,910 -1,706 295,640

비용 총계 1,042,950 1,109,339 66,389 1,220,703

수익 총계 1,198,415 1,244,951 46,536 1,368,121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www.jeonju.go.kr / 재정공시)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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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3.97% 2.19% 2.95%

2. 실질수지비율 7.82% 7.70% 9.00%

3. 경상수지비율 57.05% 71.51% 63.98%

4. 관리채무비율 17.23% 13.32% 9.75%

5. 관리채무부담비율 37.65% 33.79% 22.15%

6. 관리채무상환비율 3.41% 4.93% 2.54%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87.35% 67.37% 56.91%

8. 공기업부채비율 32.76% 64.72% 32.88%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37% -0.54% -3.37%

Ⅱ.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24.50% 26.35% 21.71%

10-1. 자체세입증감률 -0.05% 0.65% 2.02%

11. 민간이전경비비율 9.78% 8.37% 12.83%

11-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7.53% 9.86% 10.42%

12. 출연․출자금비율 3.48% 2.66% 2.81%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26.05% 8.94% 21.42%

13. 의무지출비율 71.56% 60.72% 62.81%

13-1. 의무지출 증감률 23.20% 9.62% 10.43%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2.86% 5.21% 5.65%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18.37% 12.02% 12.59%

15. 자본시설지출비율 19.60% 21.09% 31.83%

15-1.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7.77% 3.34% 2.64%

Ⅲ. 재정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083 1.0049 1.0037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3816 -0.2642 -0.2322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956 1.0619 1.0679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1015 -0.1183 -0.1293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46 0.9981 0.9956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899 0.0061 0.0294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870 0.1175 0.1261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2057 0.2073 0.1227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1183 0.0153 -0.0263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294 -0.0248 -0.0404

‣위의 표는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4년 재정분석 결과임.

‣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5년 재정분석 결과는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6. 2.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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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
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1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1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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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분석

[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0899 ]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액 1,601억원 중 1,457억원을 집행하여 

   기준액 대비 126억원(8.65%)을 절감함. 이는 정원대비 현원 결원을 일정비율 유지, 

   신규 충원을 최소화, 시간외근무수당 등 공무원 인건비 절감노력 결과임. 

   특히, 퇴직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되는 환경미화원을 신규로 채용하지 않고 구역별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한 결과임.

[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 0.2057 ]

 ◦업무추진비는 투명하고 효율성이 보장되고 있는데, 2013년도 업무추진비 기준액 

   1,071백만원(기관운영업무추진비 439, 시책업무추진비 632) 중 851백만원을 집행

   하여(기관운영업무추진비 403, 시책운영업무추진비 448) 기준액 대비 220백만원

   (20.54%)을 절감함.

[ 행사축제 경비 절감 노력도 : 0.1183 ]

 ◦행사축제 경비 절감은 2013년도 기준 세출결산액 대비 0.45%(4,851백만원)를 

   집행하여, 2012년도 기준 세출결산액 대비 0.51%(4,966백만원)에 비해 115백만원을 

   절감하였음. 특히 민간행사보조를 3,179백만원에서 2,813백만원으로 절감한 결과임.

 ◦특히, 행사운영비는 한옥마을 등 전통문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통생활문화체험

   프로그램운영 100백만원과 유네스코 창의도시 및 국제슬로시티 기반구축 30백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민간행사보조경비는 각종 체육행사 유치지원 및 문화행사, 기타 

   행사축제경비의 5%이상 절감을 추진하였고, 행사축제 구조조정 결과로 전년대비 

   366백만원을 절감함.

  나. 미흡사례

[ 관리채무비율 : 17.23% ]

 ◦지방채무 잔액은 전년도 대비 173억원이 줄어든 2,698억원으로 6.02% 감소하였고,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13,949억원 보다 1,711억원이 증가함

 ◦지방채건전관리방안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조기상환에 활용하는 등 

   채무감축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109억원(하수도 99억, 상수도 10억)의 지방채를

   발행한 결과임. 결과적으로 지방채 조기상환액에 상응하는 금액(일반회계 100, 

   특별회계 9억)만큼 지방채를 발행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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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채무상환비율 : 3.41% ]

 ◦관리채무상환비율이 높은 이유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채무규모가 크기 때문이며, 

   연도별 원리금 상환액이 많기 때문임. 다만, 2014년 66억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해 

   다소 감소될 전망이지만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

[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 87.35% ]

 ◦전년도 대비 24.01%p 감소되었음에 불구하고, 현금창출자산인 현금과 예금, 기타

   투자자산인, 주민편의시설, 사회 기반시설에서 증가한 결과임

  다. 개선사항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자주재원 발굴노력과 체납세 

   징수 등의 노력이 필요함.

 ◦대규모 신규사업은 근본적으로 억제하여 재정수요를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한 예산절감과 순세계 잉여금의 일부를 채무상환에 적극 활용하고, 고이율 

   차환채 발행(353억 4.85% → 3.79%)으로 이자비용을 줄이고 일반재원인 자체 수입과 

   교부세 최대 확보에 주력하는 등 채무절감 노력이 필요함.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을 억제하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새로운 

   세원발굴이나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이익창출은 물론 채무규모를 줄여 미래의 

   채무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해당없음.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

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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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전주시의 2014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과세･감면액 (A) 40,928 42,099 43,763 46,867 46,041

비과세 35,902 29,441 30,633 33,638 32,925

감면 5,026 12,568 13,130 13,229 13,116

지방세 징수액 (B) 216,060 228,276 243,897 253,762 265,676

비과세･감면율
(A/A+B) 15.93% 15.54% 15.21% 15.59% 14.7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3년(A) ’14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46,867 100 46,041 100 -826 -1.76%
일 반 공 공 행 정 20,389 43.50% 20,677 44.91% 288 1.41%
공공질서 및 안전 486 1.04% 495 1.07% 9 1.84%
교 육 4,579 9.77% 4,400 9.56% -179 -3.91%
문 화  및  관 광 2,565 5.47% 2,714 5.90% 149 5.81%
환 경 보 호 14 0.03% 0 0.0% -14 -98.36%
사 회 복 지 3,617 7.72% 3,629 7.88% 12 0.34%
보 건 588 1.25% 616 1.34% 28 4.77%
농 림 해 양 수 산 159 0.34% 182 0.39% 23 14.54%
산 업 ･ 중 소 기 업 1,539 3.28% 1,570 3.41% 31 2.01%
수 송  및  교 통 79 0.17% 74 0.16% -5 -8.24%
국토 및 지역개발 537 1.15% 691 1.50% 154 28.74%
과 학 기 술 0 0.0% 0 0.0% 0 0.0%
국 가 12,215 26.07% 10,866 23.60% -1,349 -11.04%
외 국 0 0.0% 0 0.0% 0 26.26%
기 타 100 0.21% 127 0.28% 27 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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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4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46,041 32,925 13,008 85 23 0

보

통

세

소  계 46,041 32,925 13,008 85 23 0

취득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저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주민세 5,506 3,335 2,170 1 - -

재산세 36,329 28,089 8,142 75 23 -

자동차세 4,206 1,501 2,696 9 - -

지방소득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목

적

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

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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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전주시의 2014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11 50,707

여성정책추진사업 49 19,12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5 26,978

자치단체 특화사업 7 4,602

▸ 2014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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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전주시의 2014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54,766 47,748 87.19%

여성정책추진사업 19,637 19,461 99.1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0,457 23,746 77.96%

자치단체 특화사업 4,672 4,541 97.20%

▸ 2014년 성인지결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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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전주시는 모델 1을 채택

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1,000,805 3,340 1

▸ 2014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운영계획

위 원 회

지 원
기 타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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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사업명 예  산
반영액 비고

총 액 3,340

자치행정과 반태산4길 CCTV 설치     20 　

자치행정과 삼방죽3길 CCTV 설치      20 　

자치행정과 학암마을 CCTV 설치      20 　

자치행정과 송천동1가산35-4 CCTV 설치   20 　

자치행정과 송천동1가 252-2 CCTV 설치  20 　

체육청소년과 솔내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   50 　

푸른도시조성과 신복 소공원 조성사업 100 　

완산 행정지원과 효자4동주민센터 풍물교실 운영공간 조성 20

완산 행정지원과 중앙동주민센터 탁구교실 운영 10

완산 행정지원과 삼천1동 주민센터 주민자치교실 방음시설 16

완산 행정지원과 서신동주민센터 홍보 진열장 설치 5

완산 행정지원과 화산초등학교 담장벽화 재정비사업 10

완산 생활복지과 교동경로당 지붕 보수공사 8

완산 건축과 유휴지 지역민쉼터 조성사업 20

완산 건축과 동서학동 내원당 마을 주민쉼터 설치 10

완산 건축과 동서학동 산성마을 경사면 안전휀스 설치 25

완산 건축과 풍남동 간납대 폐공가철거후 잔여부지 환경개선사업 15

완산 건축과 삼천3동 우목마을 농로포장 20

완산 건축과 평화2동 추동마을 뒷길 농로포장 12

완산 건축과 평화2동 용와마을 농수로 정비 2

완산 건축과 평화2동 맏내공원 파고라 설치 25

완산 건축과 효자1동 대명까치@ 인근안행공원 등산로정비 50

완산 건축과 효자2동 가절길공원 어린이 놀이터 탄성포장 25

완산 건축과 효자4동 휴먼시아 인근 공원지역 운동기구 설치 50

완산 건축과 효자4동 효자6호 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 10

완산 건축과 문학대공원 게이트볼구장 리모델링 100

완산 건축과 효자공원 정비 20

완산 건축과 삼천공원 정비 50

2014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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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사업명 예  산
반영액 비고

완산 건축과 약수공원 화장실 정비사업 66

완산 건축과 서신길공원 체육시설 설치사업 70

완산 건축과 싸전다리옆 쌈지공원 바닥 우레탄 교체공사 20

완산 건축과 선너머공원 편익시설 보강사업 80

완산 건축과 완산공원 역사길 스토리텔링 사업 40

완산 건축과 간납대 소공원 휴식공간 조성 19

완산 건축과 완산공원 진입로(정혜사옆) 축대정비 30

완산 건축과 다가동 쌈지공원 정자설치 20

완산 건축과 만수제 쌈지공원 운동기구 설치 6

완산 건축과 원산파크아파트 뒷산 운동기구 설치 33

완산 건설과 삼천3동 마을안길 재포장 및 우수관설치 27

완산 건설과 평화2동 용와마을 배수관 정비 36

완산 건설과 평화2동 용와마을 하수관 확대 매설장비 7

완산 건설과 평화2동 금성마을 배수로 정비 50

완산 건설과 완산동 주택가 인근 야산배수로정비및포장 10

완산 건설과 효자1동 광림교회옆 소로변 재해위험 담장정비 10

완산 건설과 따박골6길 급경사로 미끄럼방지시설 20

완산 건설과 평화2동 추동마을 버스정류장 앞 경사면 정비 40

완산 건설과 풍남동 옥류마을 배수로 및 경사로 정비사업 17

완산 건설과 평화2동 지시제 주변 인도일부 산책로 정비 25

완산 건설과 강당4길 일부도로 확장위한 무허가 건물철거 80

완산 건설과 효자4동 안심마을 도로포장 15

완산 건설과 효자3동 효신천변2길 도로정비 사업 30

완산 건설과 효자4동 쑥고개로 전주비젼대방향 좌회전 전용차로 길이 확장 20

완산 건설과 효자3동 강변로 삼천변 진입계단 확장 30

완산 건설과 효자2동 거성국민주택 진입계단 보수 10

완산 건설과 삼천3동 독배마을 입구도로 가드레일 설치 5

완산 건설과 삼천3동 중앙반 마을 도로포장 16

완산 건설과 삼천1동 용리로 인도정비 사업 50

완산 건설과 전룡6길 노후이면도로 덧씌우기사업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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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사업명 예  산
반영액 비고

완산 건설과 감나무로 노후 이면도로 덧씌우기사업 25

완산 건설과 서신천변12길 노후이면도로 덧씌우기 사업 25

완산 건설과 전룡4길 노후 이면도로 덧씌우기 사업 60

완산 건설과 중평마을 도로포장 5

완산 건설과 평화동 코오롱아파트 주변 인도설치 48

완산 건설과 장승배기로 인도정비 50

완산 건설과 완산여고 진입로 인도개설 40

완산 건설과 팔달로변 인도포장 및 경계석 교체 20

완산 건설과 남고산성 1길 덧씌우기 사업 35

완산 건설과 중화산1동 미 개설 소로 개통사업 20

완산 건설과 기린봉아파트 진입로 급경사개선공사 33

완산 건설과 풍남동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보수 9

완산 건설과 골목길 아스콘 포장(고사동 현대주차장 골목) 20

완산 건설과 중화산로 재포장 사업 40

완산 건설과 중앙동 노후 보도블럭 고압블럭 시공 10

덕진 생활복지과 안골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비가림막 설치     70 　

덕진 건축과 진북동 소공공원 유지보수      15 　

덕진 건축과 전일초교운동장 태양광 조명등 교체사업      20 　

덕진 건축과 건산공원 모정 설치      20 　

덕진 건축과 진북동 모정 비가림막 설치   15 　

덕진 건축과 금평공원 운동기구 설치  20 　

덕진 건축과 가재미로 꽃길 조성      10 　

덕진 건축과 하평어린이공원 우레탄포장 25 　

덕진 건축과 인후공원 등산로 입구 먼지떨이기 설치 20 　

덕진 건축과 삼천마을 소공원 조성 30 　

덕진 건축과 공한지 주민쉼터 조성 44 　

덕진 건축과 금상동 진입로 농로포장  40 　

덕진 건축과 공덕마을 농수로 정비   56 　

덕진 건축과 상중마을 앞 농로 및 농수로 정비  50 　

덕진 건축과 농은마을 농수로 정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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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사업명 예  산
반영액 비고

덕진 건축과 하오마을 농수로 정비  25 　

덕진 건축과 용흥마을 모정 보수  13 　

덕진 건축과 북부권마을 농로 재정비 공사 100 　

덕진 건설과 무궁화경로당 앞 외 1개소 횡당보도  조명등 설치 20 　

덕진 건설과 진북파출소 골목길 포장  10 　

덕진 건설과 팽나무3길 등 아스콘 절삭 포장공사  30 　

덕진 건설과 이면도로 안전펜스 설치 10 　

덕진 건설과 명주3길 외 5곳 아스콘 덧씌우기 33 　

덕진 건설과 모래내3길 하수관로 정비 7 　

덕진 건설과 무삼지4길 아스콘 덧씌우기  7.5 　

덕진 건설과 서가재미1길 아스콘 덧씌우기 15 　

덕진 건설과 인후6길 아스콘 덧씌우기  12 　

덕진 건설과 봉래경로당 앞길 아스콘 덧씌우기 0.5 　

덕진 건설과 전일경로당 옆 도로개설 100 　

덕진 건설과 거북바위 주변 마실길 조성 100 　

덕진 건설과 추천5길 아스콘 덧씌우기  37 　

덕진 건설과 견훤로 경사면 조경사업 20 　

덕진 건설과 노후 이면도로 재포장 60 　

덕진 건설과 아중천 정비사업 50 　

덕진 건설과 그린웨이 조성 사업 60 　

덕진 건설과 노후 이면도로 재포장 30 　

덕진 건설과 용흥마을 안길 하수도 신설 10 　

덕진 건설과 진기마을 시내버스 회차지 도로 재포장  5 　

덕진 건설과 진조리마을 시내버스 회차지 도로 재포장  5 　

덕진 건설과 마음편한 요양병원 앞 하수도 공사 15 　

덕진 건설과 원동 향토기업 사업장 앞 옹벽공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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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축제명
개최
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A)

사업
수익(B)

순원가
(C)

=(A)-(B)

온고을 건강걷기대회
10.18

~10.18
걷기행사 및 건강체험부스운영 20 12 8

전주한지패션대전
8.15

~8.16

한지패션경진대회, 한지국제

패션쇼, 코스튬플레이패션쇼
29 0 29

전주동물원 벚꽃놀이 

야간개장

4. 3

~4. 6
벚꽃관람 및 길거리 공연 등 17 0 17

장애인 연합체육대회
10.17

~10.17
체육대회, 기념행사 등 10 0 10

전주 B-boy 그랑프리 10. 4 B-boy배틀, DJ파티, 특별공연 등 99 0 99

전주국제영화제
5. 1

~5.10

영화상영(44개국 181편),

개막식․시상식, 토크이벤트 등
2,950 780 2,170

추억의 가설극장 운영
5. 3

~5. 6
추억의 야외극장 설치 및 영화상영 15 0 15

독서문화한마당
10. 4

~10. 5
어린이 독후화.독후감상문 대회 20 0 20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6. 7

~6. 9
국악경연대회, 축제한마당 555 355 200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

연

6. 7

~10. 4

전통문화체험, 잔치음식체험,

마당창극 관람
332 182 150

세내민속문화축제
10.25

~10.26

섶다리축제, 길꼬네기,

전주합굿 재현, 부대 행사 등
19 0 19

이창호배 전국 아마바둑 

선수권대회

11.22

~11.23
전국아마바둑 선수권대회, 시상 29 0 29

전국 온고을미술대전
9.12

~9.24
전국 부분별 미술 공모전, 시상 38 0 38

전주전통공예전국대전
12. 1

~12.26
전주전통공예전국대전 48 0 48

9-8.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

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전주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64 2015년 전주시 지방재정공시

행사 · 축제명
개최
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A)

사업
수익(B)

순원가
(C)

=(A)-(B)

제야축제
12.31

~12.31
문화공연, 타종식, 불꽃놀이 등 28 0 28

한옥마을과 함께하는 

정가 대축제

10. 5

~11.27
정가발표회 및 정가경창대회 14 0 14

전주예술제
10. 5

~10. 6
10개 회원단체 공연 및 전시 38 0 38

전주 연꽃문화제
7.19

~7.20

기념식, 연꽃가요제, 문화예술 

공연, 체험마당
18 10 8

전주시민을 위한 콘서트
3.29

~3.29
초대가수 및 지역가수 공연 20 10 10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10. 3

~10. 3
공연, 시연 및 전시 75 30 45

아름다운전주 관광사진 

전국공모전

7. 1

~12.20
우수작 전시, 작품집 제작 17 0 17

뫼솔 가야금병창 및 기악

전국대회

10.26

~10.26
가야금병창, 기악 전국대회 15 0 15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참가지원

5. 9

~5.11
창작오페라 '루갈다' 공연 50 50 0

드림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2.30

~12.30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와

인도바나나 합창단 공연
20 20 0

경로국악대공연
5.13

~5.13
국악공연, 품바(각설이)공연 22 12 10

전국 품바왕 선발대회
11.28

~11.28
품바공연 및 경연, 시상 29 0 29

문화가 있는 수요일
3. 1

~11.30
퓨전 및 크로스오버 공연 등 30 30 0

오픈 아틀리에
4. 1

~12.31

미술영화 감상, 마당 콘서트, 

작가와의만남, 한지공예체험
30 30 0

판소리 명창 서바이벌, 

광대전

9. 14

~11.18

판소리명창 서바이벌

(제작 및 방송)
50 0 50

강암서예대전
3. 1

~5.31

서예인의 현장 휘호 대회 및 

전시회
10 0 10

태조어진 봉안행렬 재현
10.18

~10.18

기념식 및 진발의식, 봉안행렬, 

태조어진 봉안 고유례 등
98 49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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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축제명
개최
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A)

사업
수익(B)

순원가
(C)

=(A)-(B)
동학농민군 전주입성 

120주년 기념대회

5. 1

~5.31

기념식, 문화공연, 유적지탐방, 

특별공연 등
16 0 16

전통시장 문화행사
1. 1

~12.31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및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개최
84 4 80

동문지신밟기 풍물놀이
11. 8

~11. 8

풍물길놀이, 떡메치기, 

노래자랑, 축하공연 등
10 10 0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6. 1

~12.31

필리핀 마닐라박람회,

대구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38 0 38

근로자 체육대회
10.18

~10.25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근로자 

및 가족 체육대회 지원
31 0 31

남부시장 야시장 운영
10. 1

~12.31

문화행사 지원(소규모 공연, 

노래자랑 등) 및 이벤트 지원
110 33 77

전주 천양정 전국남여

궁도대회

7. 4

~7. 6

전국 시도선수 남녀 궁도대회

(개인전 1,000명, 단체전 120팀)
10 10 0

전주시장기 전국남여궁도

대회

7. 4

~7. 6
전주시장기 전국남여궁도대회 29 0 29

전주시장배 청소년클럽대항

축구대회

7.30

~8. 1

전주시 관내 중.고등학교 

축구대회(40클럽 1,500명)
19 0 19

전주시장배 전국도장대항

검도대회

11.15

~11.16

전국도장대항 검도대회 

(시.도 선수 및 임원 900명)
19 0 19

전국스쿼시선수권 개최
6. 5

~6. 7

전국스쿼시선수권 대회

(선수 850, 임원 등 1,150)
40 0 40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 개최
8.12

~8.16

전국수영대회 : 3,000명

(선수 1,500  관계자 1,500)
82 15 67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
10. 4

~10. 5

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

(17개국 3,000명)
200 100 100

코리아골드그랑프리국제

배드민턴대회

11. 4

~11. 9

국제배드민턴대회(외국선수 161, 

내국선수 114, 임원 등 450 )
340 170 170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전국대학클럽농구대회

6.14

~6.15

전국대학클럽농구대회

(선수 및 임원 1,000명)
10 0 10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보디빌딩대회

10.12

~10.12

보디빌딩대회

(선수 및 임원 500명)
11 0 11

전주시장배 우리가락 

생활체조경연대회

10.11

~10.11

우리가락생활체조경연대회

(선수 및 임원 900명)
15 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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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축제명
개최
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A)

사업
수익(B)

순원가
(C)

=(A)-(B)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전국초청족구대회

10.12

~10.12

전국초청족구대회

(선수 및 임원 1,000명)
12 0 12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스쿼시대회 추진

11.15

~11.16

스쿼시대회

(선수 및 임원 500명)
12 0 12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스키대회

1.14

~1.16
생활체육 (부문별) 스키대회 20 0 20

전주시 I(아이)-리그 

축구대회

7. 1

~12.31

축구리그전

(초.중.고 25팀, 300여명)
26 0 26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전

국스케이팅대회

10.18

~10.19

남.여(300, 500, 1000, 1500m), 

계주(남 3000m, 여 2000m)
11 0 11

전국우수팀초청및 제22회 

전라북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

3.22

~3.23
연령별 혼합,남자,여자복식 경기 25 25 0

6.15공동선언 전국통일염원 

마라톤대회

6. 8

~6. 8
6.15㎞ 단일코스 마라톤 10 10 0

생활체육 카네이션 전국

어머니배구대회

7.12

~7.13
배구대회(800명) 29 29 0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육상경기대회

9.13

~9.14
육상트랙, 필드및 도로경기 19 19 0

생활체육 전국부부가족

마라톤대회

9.27

~9.28
하프마라톤, 10㎞, 5㎞ 경기 10 10 0

전국우수팀초청및 제17회 

전라북도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

12. 6

~12. 7
급수별 혼합,남,여 복식경기 10 10 0

  ▸ 대상사업 : 광역 5천만원 이상, 기초 1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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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수의계약 현황

우리 전주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265 212,423 260 8,324 20.55% 3.9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

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06 249 361 416 260
금액 1,622 3,805 5,359 6,351 8,324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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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3,163 -894

▸ 2015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4.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2016회계연도부터 예산편에 공시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4년 2015년
계 4,500 3,163

인건비 절감 4,273 0
지방의회경비 절감 -26 37
업무추진비 절감 309 265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76 0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532 621
지방청사 관리․운영 0 2,240
읍면동 통합운영 0 0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4년 2015년
계 7,804 -894

지방세 징수율 제고 609 2,858

지방세 체납액 축소 -8,127 -6,607
경상세외수입 확충 20,186 7,865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405 -1,693
탄력세율 적용 -2,450 -3,308
지방세 감면액 축소 -9 -9


